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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치

파워 분배



전기장치

  파워공급     휴즈번호     용    량                    작  동  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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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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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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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

15A

15A

15A

20A

15A

10A

15A

15

10A

ABS

선루프

             -

히터

중앙 잠금 장치

뒷 유리 열선

오디오, 시계, 차임벨, 스틱스

파워 윈도우 모터

파워 안테나

전기식 4륜 구동

실내등, 도어등

하자드(비상등)

정지등

시계, 오디오, 외측 후면경

시가라이터

방향지시등, 전조등 릴레이

후퇴등, 정지등 경고표시 릴레이

스틱스, 파워 윈도우 릴레이, 계기판, 에어콘 릴레

이, 콘덴서 팬 릴레이, 오토 록킹 허브 솔레노이드

프론트 와이퍼 및 와셔

리어 와이퍼 및 와셔

배 터 리

ACC

IG 1

IG 2



전기장치

시동 및 충전



전기장치

예열장치



전기장치

실내등



전기장치

미등 및 등화관제등



전기장치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



전기장치

전·후방 안개등



전기장치

백업 등 정지등



전기장치

클러스터



전기장치

파워 윈도우



전기장치

경음기



전기장치

전조등



전기장치

히터 및 에어콘(수동)



전기장치

히터 및 에어콘(자동)



전기장치

오디오 및 시계



전기장치

후방 와이퍼 및 와셔



전기장치

시가라이터



전기장치

스틱스(STICS)



전기장치

레키스(REKES)



전기장치

선 루프



전기장치

전동 사이드 미러



전기장치

파트타임 트랜스퍼 케이스(4408)



전기장치

풀 타임 트랜스퍼 케이스(4421)



전기장치

ABS 2S



전기장치

ABS 5.0



전기장치

ABS/ABD 5.0



전기장치

자동변속기



전기장치

자동변속기 시프트 레버 록크



전기장치

중앙 잠금 장치



          전기장치

1. 파워 분배도 (POWER DISTRIBUTION)



          전기장치

2. 시동 및 충전(가솔린)



          전기장치

3. 시동 및 충전(디젤)



          전기장치

4. 프리-히팅(디젤)



          전기장치

5. E23 ECU(HFM)



          전기장치

6. E32 ECU(HFM)



          전기장치

7. E23 ECU(MSE)



          전기장치

8. E32 ECU(MSE)



          전기장치

9. EGR(디젤)



          전기장치

10. 자동변속기(MB)



          전기장치

11. 자동변속기- BTRA(디젤)



          전기장치

12. 자동변속기 -BTRA(가솔린)



          전기장치

13. 자동변속기 시프트 레버 룩(MB)



          전기장치

14. 트랜스퍼 케이스 (파트 타임)



          전기장치

15. 트랜스퍼 케이스(풀타임)



          전기장치

16. TOD(TORQUE ON DEMAND)



          전기장치

17. 전자 제어 서스펜션(ECS)



          전기장치

18. ABS 5.3



          전기장치

19.ABS 5.0



          전기장치

20.ABS/ABD 5.3



          전기장치

21. ABS/ABD 5.0



          전기장치

22. 에어 백(AIR BAG)



          전기장치

23. 진단(DIAGNOSIS)



          전기장치

24. 클러스터(CLUSTER)



          전기장치

25. 파워 시트(POWER SEAT)



          전기장치

26. 시트 워머(SEAT WARMER)



          전기장치

27. 시트 벨트 및 텐션 리덕서(SEAT BELT & TENSION REDUCER)



          전기장치

28. 스틱스(STICS)



          전기장치

29. 레키스(REKES)



          전기장치

30. 파워 윈도우(POWER WINDOW)



          전기장치

31. 파워 아웃 사이드 미러, 리어 히티드 글래스



          전기장치

32. 리어 와이퍼 및 와셔(REAR WIPER & WASHER)



          전기장치

33. 시가라이터(CIGER LIGHER)



          전기장치

34. 혼(HONE)



          전기장치

35. 선 루프(SUN ROOF)



          전기장치

36. 헤드 램프(HEAD LAMP)



          전기장치

37. 미등 및 등화관제등(TAIL & B/O LAMP)



          전기장치

38. 방향지시등 및 비상경고등(TURN SIGNAL & HAZARD LAMP)



          전기장치

39. 프론트 및 리어 아개등(FRONT & REAR FOG LAMP)



          전기장치

40. 후진 및 정지등(BACK & STOP LAMP)



          전기장치

41. 실내등(INTERIOR LAMP)



          전기장치

42. 오토 디밍 룸 미러(AUTO DIMMING ROOM MIRROR)

KMussoC06A00042



          전기장치

43. 오디오 및 디지털 시계(AUDIO & DIGITAL CLOCK)



          전기장치

44. 완전 자동 에어콘(가솔린-MSE)



          전기장치

45.완전 자동 에어콘(디젤)



          전기장치

46. 완전 자동 에어콘(가솔린-HFM)



          전기장치

47. 세미 오토 에어콘(디젤)



          전기장치

48. 세미 오토 에어콘(가솔린-HFM)



          전기장치

49. 세미 오토 에어콘(가솔린-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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